나마스떼 ~
인도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인도 영화 상영회,
9월의 상영회는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상영작은 ‘파이팅 인디아 Chak De! India’ 입니다.
-

매월 마지막 일요일 상영이 원칙이지만, 30일 추석인지라 한 주일 당겼습니다. 넓은 양해
와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장소 : 용산구 한남동 36-1 (인도 대사관 맞은 편), 인도 문화원
시일 : 9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상영시간 : 153분 (2시간 33분)
–

음료 및 간식 제공

예약 : 전화 (02-792-4257, 4258) 혹은 이메일 info@india.kr
- 예약 시 밝혀 주실 사항들
1) 참가자 대표의 이름 2) 참가인 명수 3) 휴대폰 뒷번호 4자리 4) 이메일 주소
=============
제목 : 화이팅! 인디아 Chak De! India
감독 : 쉬미뜨 아민 Shimit Amin
주연 : 샤룩칸 Shahrukh Khan, 안잔 스리바스타브 Anjan Srivastav, 제이베드 칸 Javed Khan 등
음악 : 살림 술라이만 Salim Sulaiman
개방 : 2007년 8월 10일
상영시간 : 153분 (2시간 33분)
인도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인 하키, 남자 국가 대표팀 주장 까비르 칸 Kabir Khan (샤
룩칸 Sharukh Khan 분), 파키스탄 국가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경기에 지게 되
자, 회교도인 자신이 일부러 실수해 진 것이라는 사람들의 억측과 분노에 시달리다가.. 대를 이어
살던 고향에서마져 어머니 (조요수리 아로라 Joyoshree Arora 분)와 추방되다시피 쫓겨나게 된 후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다…

7년 후,

지리멸멸한 상태인 여자 하키 국가 대표팀 코치를 구하려

고 고심하던 하키협회는 까비르 칸의 친구로부터 까비르 칸을 추천 받으며 그가 명예 회복을 노
리며 절차 부심한다며 소식을 듣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표팀 코치로 선임된 까비르 칸이 부임하여 만난 인도 여자 하키 국가 대표 선수
단원들.. 인도 각지에서 뽑혀온 그들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간직하며 단합과 협력이 불가능한 상
태인데다가 하키에 대한 사랑과 열정마져 잊은채, 각자의 조건과 제약에 시달리며 직업적, 의무적
으로 주어지는 경기를 치르고 있을 뿐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2002년 영연방 체육대회에서 여자 하키팀이 우승하며 화재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소재 삼아 2007
년도에 만든 이 영화는 우리 영화, ‘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기록적
인 흥행수입도 올렸고,

8개 부분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했다.

